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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 국제학술대회, 공존의 동반관계를 논의한다

◈ 한국-인도 정상회담 제안에 따라 한국-인도 국제학술대회 개최

◈ 학술대회 개최를 계기로 인도와 교육・학술분야 교류・협력 확대

□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유은혜)와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안병욱)은 우리

나라와 인도의 학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인도 국제학술대회’

를 11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인도 구자라트에서 개최한다.

○ 작년 7월 우리나라와 인도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공동 학술대회 

개최가 제안된 이후,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 자와할랄 네루대학교(Jawaharlal

Nehru University)가 함께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하였다.

* 해외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 : 한국학 학위과정 설치 해외 대학에 연구소 설립,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하여 해외 한국학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2019년, 23개 대학 지원)

○ 학술대회에는 신봉길 주인도 한국대사,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과 인도 구자라트 주지사, 구자라트주 교육부장관 등과 한국학

을 연구하는 우리나라와 인도의 학자 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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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인도 구자라트는 인도 건국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의 출생지이면서,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한 신라의 

고승인 혜초가 순례했던 곳으로 양국에게 의미가 큰 장소이다.

□ 학술대회는 “한국과 인도, 공존의 파트너십 :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외세에 의해 침탈기를 경험한 우리나라와 인도의 과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현재, 그리고 양국이 돈독한 협력 관계 

속에 발전해 나가는 미래를 조망한다.

○ 자와할랄 네루대학교 한국학부 학부장인 라비케씨 박사와 인도 

불교 철학연구로 저명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종철 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가하여 고대부터 현대,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와 인도의 관계를 폭넓게 바라본다.

□ 유은혜 부총리는 축사에서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화하기 위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도 교육・학술분야의 

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 신남방정책이란?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국가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

(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시켜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 세계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 정책이다.

○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기관 간 교원과 학생 교류, 아세안 장학생 

규모 확대 등과 더불어 국내 동아시아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참고】한국-인도 국제학술대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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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한국-인도 학술대회 현황

□ 행사 개요 

◦ 대회명 : 한국과 인도, 공존의 파트너쉽: 과거, 현재, 미래

- 주제 : 한국-인도 양국 간의 학술적·경제적 성과 공유 및 발전방안모색
◦ 주  최 : 교육부, 한국학진흥사업단, 인도 자와할랄네루대학교

◦ 일  자 : 2019. 11. 28(목) ~ 30(토)

◦ 장  소 : 인도구자라트(Gujarat, India)

◦ 참가예정인원 : 총 200여명 (논문 발표 32명)

□ 주요 참석인사

◦ (인도측)구자라트총독, 주지사, 구자라트교육부장관, 네루대학 등 대학 총장 3명 

◦ (한국측) 교육부, 외교부, 한중연원장, 주인도대사, 한인회장 등

□ 주요일정

구분 시 간 주요 내 용 발표자
’19.11.28.(목) 16:30∼18:45 등록 내빈 인사말 및 개회 축사영상

’19.11.29.(금)

09:00∼12:30 인도와 한국: 고대 교류의 역사를 되짚다
※인도와 한국 문화 토대연구 등 5개 주제 발표

다난자이싱
등 12명

12:30∼18:00
근현대 역사 문화의 교차비교를 통한 한국과
인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형성
※힌디어와 한글 연구 등 5개 주제 발표

비자얀티라
야반등 10명

’19.11.30.(토)
09:00∼12:30

새로운 파트너십을 향하여: 상호이해에
기반한 미래 동반자
※한-인도 경제협력 등 7개 주제 발표

김도영 등
10명

12:30∼13:00 폐회

인도측

구자라트
주지사

구자라트
주총리

구자라트
교육부장관

아흐메다바드
의회 의원

구자라트
대학 부총장

자와할랄
네루대학
부총장

비제 루빠니 쓰리 아찌르야 
데브 브라뜨

부뺀드라싱 
마누바 
쭈다사마

끼리뜨 
쁘렘지바이 
쏠랑끼

하이만슈 
판디야

자가데쉬 
쿠마르

한국측

한중연 원장 한국학사업단
단장 주인도대사 자와할랄

네루대학교 인도문화원장 인도한인회장

안병욱 구난희 신봉길 김도영 김금평 박의돈


